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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국문초록)

유도만능줄기세포(iPSC)는 배아줄기세포(ESC)와 동일한 세포생물학적 특징들
인 자가재생력(self-renewal), 전분화능(pluripotency)을 가진 줄기세포의 한
종류이다. 배아줄기세포와 달리 유도만능줄기세포는 성인의 체세포로부터도 얻을
수 있기에 윤리적인 문제에서 오는 연구적 제약이 없기 때문에 줄기세포 연구분
야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다. 그렇기에 유도만능줄기세포의 생산성은 매우 중요한
이슈이며 많은 연구진들이 이를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종래의 유도만능줄기세포 생산방법에 추가적으로 선행연구에서
재프로그램화 인자(reprogramming factor) 중 하나로 밝혀진 Lin28을 단백질의
형태로 세포에 처리하여 그 생산성을 높이는 효과를 보았다. Lin28은 인간의 몸
에서 Lin28A와 Lin28B 두 가지 종류로 존재하는데 이 중 Lin28A를 사용하였
다. (재프로그램화 인자로 사용되는 것은 Lin28A이므로 이후로는 Lin28로 표기)
Lin28 단백질은 세포질에서 기능을 하기 때문에 세포 내부로 전달하기 위해 누
에 유래의 세포투과성 단백질로 알려진 30Kc19을 Lin28 단백질의 C-말단에
연결시킨

형태의

재조합

단백질

Lin28-30Kc19으로

제작하였다.

Lin28-

30Kc19은 대장균에서 생산한 후 정제하여 바이러스의 형태로 세포에 전달되는
4개의 재프로그램화 인자인 Oct4, Sox2, c-Myc, Klf4와 함께 인간 체세포인 인
간 피부 섬유아세포(human dermal fibroblast, HDF)에 처리하였다. 14일 간의
세포 배양 후, 알칼리포스파타제 염색법(alkaline phosphatase staining)을 이용
해 생성된 유도만능줄기세포를 확인하였다. Lin28-30Kc19 단백질을 처리한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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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군의 경우 초기 생성에서 대조군에 비해 염색된 콜로니의 개수가 증가하였고,
최종적으로 개별 콜로니의 크기 또한 두 배 가량 증가하고 발색도 강해진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본 연구로 재조합 단백질을 이용하여 종래의 유도만능줄기세포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였으며, 향상된 생산성을 통해 줄기세포 연구와 의ㆍ약학
분야에서의 응용에 필요한 줄기세포들의 원활한 공급이 가능해지길 기대하고 있
다.

주요어: 유도만능줄기세포, 30kc19, Lin28, 재프로그램화, 인간 피부 섬유아세포

학번: 2014-226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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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누에 체액 유래 단백질 30Kc19에 관한 선행연구

1.1.1. 누에 체액

명주실을 생산하는 곤충으로 우리에게 매우 친숙한 누에는 누에나방과의 나방
의 일종인 누에나방의 유충으로서 Bombyx mori (라틴어 : 뽕나무에 사는 누에)
라는 학명을 가지는 생물이다. 본 연구실에서는 십수년 전부터 세포 배양 시 이
용되는 고가의 FBS (fetal bovine serum)에 대한 대체물로서 누에 체액을 이용
하려는 연구를 진행했었다[1]. 그 과정에서 누에 체액이 가지는 특성을 발견하였
다. 누에 체액이 곤충세포-베큘로바이러스(baculovirus) 시스템 상에서 배지에
첨가될 시에 숙주세포의 세포사멸(apoptosis)을 억제하여 생존율을 향상시키는
효과를 확인한 것이다[2,3,4]. 이후의 연구에서 누에 체액의 이러한 특성은 곤충
세포 뿐만 아니라 동물세포에서도 적용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5]. 이를 바
탕으로 누에 체액의 성분들 중에서 세포사멸을 억제하는 효과를 가진 구성 물질
만을 분리하였고, 해당 물질이 약 30 kDa의 크기를 가지는 단백질 군에 속한
30K 단백질임을 확인하였다[6].

1.1.2. 30K 단백질

세포사멸을 억제하는 효과를 가진 물질로 누에 체액으로부터 분리 정제된 30K
단백질은 분자량 및 아미노산 서열이 유사한 단백질 군으로, 여기에는 5종류의
단백질인 30Kc6, 30Kc12, 30Kc19, 30Kc21, 30Kc23이 포함된다[7,8].
특히 30Kc6 단백질의 경우, 동물세포 배양액에 첨가할 시에 세포사멸을 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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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키고[9] CHO (Chinese hamster ovary) cell system에 적용하면 EPO나
IFN-β 등의 생산량을 증가시키는 것을 확인하였다[10,11].
또한 30K 단백질 군 내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30Kc19 단백질
은 곤충세포 및 동물세포 배지에 재조합 단백질의 형태로 첨가될 경우 세포사멸
을 억제하고[12] CHO cell system에서의 EPO 생산율 높일 뿐만 아니라 시아릴
전달효소(sialyltransferase)의 활성을 높여줌으로써 당단백질의 시알산(sialic
acid)의 함량을 증가시키고 이를 통해 양질의 단백질 생산을 가능케 해주었다.
또한 미토콘드리아의 막전위를 높게 유지시켜서 ATP 생성을 증가시키는 효과도
있음을 확인하였다[13,14].

1.1.3. 30Kc19 단백질의 세포막 투과 능력

일반적인 동물세포의 구조에는 지질 이중층(lipid bilayer)으로 구성된 소수성을
띠는 세포막이 존재하므로 펩타이드(peptide), 단백질, 핵산(nucleotide), 리포좀
(liposome) 등의 거대 생체분자들은 세포막을 투과하여 세포 내로 이동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세포 내부로 물질 전달을 가능하게 하려는 많은 시도들 있
었고, 그 중 한가지 방법이 세포 투과성 단백질을 이용하는 것이다. 세포 투과성
을 가지는 것은 매우 드문 특징으로 현재 몇 안되는 세포 투과성 단백질들이 밝
혀져있다. 대표적인 것들로 인간 면역결핍 바이러스-1(human immunodeficiency
virus-1, HIV-1)에서 유래한 TAT[15], HSV-1 (herpes simplex virus type1)에서 유래한 VP22[16,17], 초파리(Drosophila)에서 유래한 Antp (antennap
edia)[18,19] 등이 있다. 최근 인위적으로 합성된 양전하성 펩타이드도 세포 투
과성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20]. 이러한 세포 투과성 단백질들의 구조적인 공
통점으로는 아르기닌(arginine)이나 라이신(lysine)등의 양전하성 아미노산이 비
교적 풍부하게 존재하는 PTD (protein transduction domain) 서열을 가진다는
것이다[21,22]. 이러한 특성을 이용하여 단백질[23], 핵산[24], 나노분자[25,26]
-8-

등을 in vitro, in vivo system에서 세포 내부로 전달할 수 있다[27,28]. 30Kc19
단백질 또한 이러한 세포 투과성 단백질의 일종으로 in vitro, in vivo system에
서 세포막을 투과하여 세포 내부로 이동이 가능하다는 것이 본 연구실의 선행연
구를 통해 밝혀졌다[29]. 그래서 본 연구에서 30Kc19 단백질을 Lin28 단백질
의 세포 내 전달을 가능하게 해줄 방안으로 이용하고자 하였다(Figur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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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30Kc19 단백질에 의한 Lin28 단백질의 세포 내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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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유도만능줄기세포의 연구현황

2007년, 야마나카 교수의 연구팀은 레트로바이러스(retrovirus)를 이용하여 만
능성(pluripotency)와 가장 연관이 큰 4가지의 전사인자(transcription factor)
들인 Oct4, Sox2, c-Myc, Klf4를 성인의 인간 피부 섬유아세포(human dermal
fibroblast)에 형질도입(transduction) 시켜주어 유도만능줄기세포(iPSC)를 만들
어내는데 성공한다[30]. 유도만능줄기세포는 배아줄기세포(ESC)와 생리학적 특
성들이 유사하고 생산 과정에서의 윤리적 문제가 없다는 장점이 있다. 이러한 기
술은 환자 개개인의 체세포에서 유래한 유도만능줄기세포를 만들 수 있으므로 이
를 정상인의 체세포로부터 만든 유도만능줄기세포와 비교를 한다면 질병 모델링,
신약후보물질 선별 등에 이용이 가능하고, 임상전단계에서의 신약후보물질의 효
능 및 안정성에 관한 검증이 가능해진다. 또한 조직재생 및 장기이식 등에 쓰일
인공조직이나 인공장기의 제조에도 응용이 가능한 잠재력이 큰 기술로 줄기세포
연구분야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므로 현재 유도만능줄기세포의
생산효율 증대는 매우 중요한 이슈이며 많은 연구진들이 이를 위해 다양한 시도
를 하고 있다. 선행연구에서 RNA 결합 단백질인 Lin28가 유도만능줄기세포의
생성 효율을 증가시킨다고 밝히고 있다[31]. 또 다른 연구들에 따르면 앞서 언급
한 4가지의 전사인자들을 세포 투과성 단백질과 결합된 형태의 재조합 단백질로
만들고 이를 이용하여 유도만능줄기세포를 생산하는데 성공하였다[32,33]. 이러
한 결과들에서 착안하여 기존의 iPSC 생산방법에 재프로그램화 인자인 Lin28
단백질의 처리과정을 추가하여 유도만능줄기세포의 생산효율을 증가시키고자 하
였다(Figur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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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유도만능줄기세포(iPSC)의 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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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험 재료 및 방법

2.1. pET-23a/Lin28, pET-23a/Lin28-30Kc19 plasmid 제작

발현용 pET-23a/Lin28 , pET-23a/Lin28-30Kc19 plasmid를 제작하기 위
하여 우선 선행연구에서 사용된 발현용 pET-23a/GFP-30Kc19[29]로부터 얻
은 30Kc19 유전자를, N-말단에 EcoR I (Takara nio, Shiga, Japan) 제한효소를
추가한 forward primer 5 ’-GAA TCC GCA GAT TCC GAC GTC-3 ’와 C-말
단에 Xho I (Takara nio, Shiga, Japan) 제한효소를 추가한 reverse primer 5 ’CTC GAG GAA AGC CTT TAT ACC CCA-3 ’를 이용하여 중합효소연쇄반응
(polymerase chain reaction)을 통해 증폭시켰다. 그리고 pSin-EF2-LIN28Pur (plasmid #16580, Addgene, Cambridge, MA, USA)로부터 얻은 Lin28 유
전자를, N-말단에 BamH I (Takara nio, Shiga, Japan) 제한효소를 추가한
forward primer 5 ’-AGT GGA TCC ATG GGC TCC GTG TCC AAC-3 ’와
C-말단에 EcoR I 제한효소를 추가한 reverse primer 5 ’-AGT GAA TTC
TCA ATT CTG TGC CTC CGG GAG-3 ’를 이용하여 이 또한 중합효소연쇄반
응을 통해 증폭시켰다. 이렇게 증폭된 두 유전자 30Kc19과 Lin28를 pET-23a
(Novagen, Madison, WI, USA)에 삽입하여 두 종류의 plasmid를 완성하였다.
pET-23a plasmid에서 발현된 단백질들은 N-말단에 T7 tag와 C-말단에 정제
과정을 위한 6-Histidine tag가 존재한다 (Figure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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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pET-23a/Lin28, pET-23a/Lin28-30Kc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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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smid 의 구조

2.2. Lin28-30Kc19 단백질 발현 및 정제

재조합 단백질을 생산하기 위하여 제작된 plasmid를 E. coli (Escherichia coli)
Rosetta-gami B(DE) strain (Novagen)에 형질전환(transformation) 하였다.
형질전환된 E. coli 를 LB broth 배지(10 g/L trypton, 5 g/L yeast extract, 10
g/L NaCl)에 50μg/ml Ampicillin을 첨가하여 37 ℃, 200 rpm의 조건으로 배양
하였다.

배양

도중,

흡광도(OD600)가

0.5일

때

IPTG

(isopropyl-β-D-

thiogalactopyranoside) 1 mM을 첨가하여 단백질 발현을 유도하였고, 4시간을
추가적으로 배양하였다.
배양 후 원심분리(4 ℃, 7000rpm, 30분)을 통해 E. coli 를 수집한 후, 세포
침전물(cell pellet)에 binding buffer (20 mM Tris-HCl, 0.5 M NaCl, 20 mM
imidazole, pH 8.0)를 각 15ml씩 첨가하여 재부유(resuspension)시키고, 얼음이
있는 차가운 조건에서 초음파로 파쇄(Amplification

25%, 10분)하였다. 이를

원심분리(4 ℃, 12000rpm, 30분)를 통해 상등액만 수거하고, 0.2 μm 막필터
(membrane filter)를 이용해서 여과시켰다. 이후 FPLC (fast protein liquid
chromatography; GE Healthcare, Sweden)를 이용하여 His-tag affinity
column (GE Healthcare, Sweden)에 binding buffer를 20 ml 흘려주어 column
내부가 평형상태가 되도록 만들어주고, 단백질이 함유되어 있는 상등액을 흘려주
어 단백질을 column 내부의

-bead에 부착시켜주었다. 이후 washing

buffer (20 mM Tris-HCl, 0.5 M NaCl, 50 mM imidazole, pH 8.0)를 column에
흘려주어 비특이적으로 부착된 단백질들을 제거한 후, elution buffer (20 mM
Tris-HCl, 0.5 M NaCl, 350 mM imidazole, pH 8.0)를 흘려주어 얻고자 하는
단백질을 수집하였다. 마지막으로, HiTrap Desalting column (GE Healthcare,
Sweden)에 20 mM Tris-HCl (pH 8.0) 용액을 흘려준 뒤, 앞서 얻은 단백질을
1 ml/min씩 흘려주며 염(salt)을 제거함과 동시에 buffer를 교체하였다. 이렇게
정제한 단백질은 -70 ℃ deep freezer에 보관하고, 사용 시에 4 ℃ 에서 천천히
녹여준 뒤에 사용하였다. 정제된 단백질의 크기를 확인하기 위하여 10% SDS- 15 -

PAGE (sodium dodecyl sulfate polyacrylamide gel electrophoresis)를 수행하
여 분리하였고, Coomassie brilliant blue 염색을 통해 시각화 하여 정제된 단백
질의 크기를 확인하였다. 그리고 Micro BCA Protein Assay Kit (Thermo
Fisher Scientific Inc, Rockford, IL, USA)을 이용한 방법과 함께 loading 해준
Bovine serum albumin (BSA, Millipore, Kankakee, IL, USA)이 나타내는 단백
질 띠와의 상대적인 굵기와 진하기를 비교하여 단백질의 정량적 분석을 실시하였
다. 또한 SDS-PAGE 상의 염색된 단백질이 나타내는 띠의 굵기 및 진하기가
전체 lane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Image J software를 이용해 측정하여 순도를 계
산하였다.

2.3. Western blot analysis

2.3.1. Lin28-30Kc19 단백질의 확인

SDS-PAGE 상으로 정제된 단백질의 크기를 확인한 후, 타겟 단백질이 맞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Western blot을 수행하였다. 단백질 샘플을 10% SDS-PAGE
(sodium dodecyl sulfate polyacrylamide gel electrophoresis)를 통해 분리해
내고 PVDF (polyvinylidene difluoride) membrane (GE Healthcare)에 이전
(transfer)시켜주었다. Blocking solution (5% skim milk in 0.1% PBS with 0.1%
tween 20)을 상온에서 한 시간 처리해준 뒤, primary antibody로 rabbit antiT7 tag IgG (Abcam, Cambridge, UK)를 처리해주었고, secondary antibody로
goat anti-rabbit IgG conjugated with horseradish peroxidase (HRP)
(Millipore, Bedford, MA, USA)를 반응시켜주었다. HRP의 기질로는 Luminata
Forte Western HRP Substrate (Millipore)를 사용하였고 G:BOX Chemi XL
system (Syngene, Cambridge, UK)로 western blot image를 촬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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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 Lin28-30Kc19 단백질의 안정성

Lin28-30Kc19 단백질의 안정성을 알아보기 위해 정제된 단백질을 50 μg/ml
의 농도로 96-well cell culture plate (Eppendorf, Hamburg, Germany)에서
37℃에서 0, 6, 12, 24, 48시간 동안 둔 뒤에 각각의 단백질 샘플을 수거하여 10%
SDS-PAGE (sodium dodecyl sulfate polyacrylamide gel electrophoresis)를
통해 분리해내고 PVDF (polyvinylidene difluoride) membrane (GE Healthcare)
에 이전(transfer)시켜주었다. Blocking solution (5% skim milk in 0.1% PBS
with 0.1% tween 20)을 상온에서 한 시간 처리해준 뒤, primary antibody로
rabbit anti-T7 tag IgG (Abcam, Cambridge, UK)를 처리해주었고, secondary
antibody로goat anti-rabbit IgG conjugated with horseradish peroxidase
(HRP) (Millipore, Bedford, MA, USA)를 반응시켜주었다. HRP의 기질로는
Luminata Forte Western HRP Substrate (Millipore)를 사용하였고 G:BOX
Chemi XL system (Syngene, Cambridge, UK)로 western blot image를 촬영하
였다.

2.3.3. Lin28-30Kc19 단백질의 세포투과성 확인

Lin28-30Kc19 단백질의 세포막 투과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Western blot을
수행하였다. 6-well cell culture plate (Eppendorf, Hamburg, Germany)에 10%
FBS (fetal bovine serum; Gibco, USA), 1% PS (penicillin-streptomycin;
Gibco, USA)를 포함한 DMEM (Dulbecco’s modified eagle medium; Hyclone,
USA)으로 인간 피부 섬유아세포(Human dermal fibroblast, HDF; ATCC #
PCS-201-010)를 1ⅹ

cells/well로 seeding 후 배양하였다. 20 μg/ml의

Lin28 단백질, 10 μg/ml와 20 μg/ml의 Lin28-30Kc19 단백질을 세포에 처
리해주고 24시간 뒤에 trypsin-EDTA (Gibco, Canada)를 사용해 세포를 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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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어 수거하였다. 수거한 세포들을 원심분리(4 ℃, 1200rpm, 5분) 후, 모아진 세
포 침전물(cell pellet)에 RIPA buffer (50 mM Tris-HCl pH 7.4, 150 mM
NaCl, 1% Triton X-100, 0.1% SDS, proteases inhibitor cocktail)를 처리하여
재부유(resuspension)시켜준 뒤, 4 ℃에서 20분간 세포 용균(lysis)해주었다. 이
후, 원심분리(4 ℃, 12000rpm, 15분)를 통해 상등액만 수거하였다. 수거한 단백
질 샘플들을 10% SDS-PAGE (sodium dodecyl sulfate polyacrylamide gel
electrophoresis)를

통해

분리해내고

PVDF

(polyvinylidene

difluoride)

membrane (GE Healthcare)에 이전(transfer)시켜주었다. Blocking solution (5%
skim milk in 0.1% PBS with 0.1% tween 20)을 상온에서 한 시간 처리해준 뒤,
primary antibody로 rabbit anti-T7 tag IgG (Abcam, Cambridge, UK)를 처리
해주었고, secondary antibody로 goat anti-rabbit IgG conjugated with
horseradish peroxidase (HRP) (Millipore, Bedford, MA, USA)를 반응시켜주
었다. HRP의 기질로는 Luminata Forte Western HRP Substrate (Millipore)를
사용하였고 G:BOX Chemi XL system (Syngene, Cambridge, UK)로 western
blot image를 촬영하였다.

2.4. 면역세포화학적 분석(Immunocytochemical analysis)
Lin28-30Kc19 단백질이 세포막을 투과하여 세포 내에 위치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면역세포화학적 분석(Immunocytochemical analysis)을 수행하였다. 인간
피부

섬유아세포(HDF)를

Lab-Tek

Chambered

Coverglass

(#155411,

Thermo scientific, Waltham, MA, USA)에서 배양하였다. 각각 10 μg/ml와 20
μg/ml의 농도로 Lin28-30Kc19 단백질을 세포에 처리해주고 24시간 배양하였
다. 단백질에 형광 표지를 하기 위해 rabbit anti-T7 tag IgG (1:200)와 antirabbit Alexa 488-conjugated secondary antibody (1:400)가 사용되었다. 그
리고

핵을

염색하기

위해서는

Hoechst

33342

(Life

technologies,

Gaithersburg, MD, USA)가 사용되었고 이를 공초점 레이저 현미경(Confocal
laser scanning microscope, Olympus, Lake Success, NY, USA)을 통해 관찰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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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Lin28-30Kc19 단백질의 시간과 농도에 따른 응집현상
Lin28-30Kc19 단백질이 응집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고, 응집이 일어나
지 않는 조건을 찾기 위해 시간 및 농도에 따른 단백질의 동태를 확인하였다.
24-well cell culture plate (Eppendorf, Hamburg, Germany)에 HDF를
seeding하여 37 ℃에서 24시간 배양한 뒤 단백질을 각각 50, 100, 150 μg/ml
로 처리해주고 1시간 단위로 4시간까지 추가적으로 배양하며 단백질의 응집현상
의 발생 유무를 광학현미경을 통해 확인하였다.

2.6. CCK-8 assay를 통한 Lin28-30Kc19 단백질의 세포 독
성 검사
세포 내 독성 검사는 Cell counting kit-8 (Dojindo Laboratories, Japan)을
이용해서 실시하였다. 96-well cell culture plate (Eppendorf, Hamburg,
Germany)에 HDF를 seeding 후

37 ℃에서 24시간 배양하였다. 그리고

Lin28-30Kc19 단백질을 1, 5, 10, 20, 30, 40, 50 μg/ml의 농도로 처리해주고
같은 조건에서 24시간을 추가적으로 배양하였다. 단백질을 처리하지 않은 대조군
에 대해서는 세포 배지에 20 mM Tris-HCl (pH 8.0) 용액을 실험군과 동일한
희석 비율로 처리하였다. 그 후 WST-8 (water-soluble tetrazolium-8) 용액
을 well 당 10 μl씩 첨가해주고, 2시간 동안 37 ℃에서 배양한 뒤, 분광광도계
(spectrophotometer; Spark® 10M, Tecan, Switzerland)를 이용하여 450 nm
파장에서 발색도를 측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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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유도만능줄기세포

2.7.1. 바이러스 생산

유도만능줄기세포(Induced pluripotent stem cell, iPSC) 생산과정에 필요한
바이러스의 형태의 전사인자(transcription factor) 4가지를 만들기 위해 각각
Oct4 (Addgene plasmid # 17217), Sox2 (Addgene plasmid # 17218), cMyc (Addgene plasmid #17220), Klf4 (Addgene plasmid #17219)가 포함된
레트로바이러스 벡터와 envelope vector로 사용할 VSV.G (Addgene plasmid #
14888)와 형질주입(transfection) 및 형질도입(transduction) 확인 시 사용할
pMXs-DsRed

Express

(Addgene

plasmid

#

22724)를

준비하였다.

Lipofectamine® 3000 Transfection kit (Invitrogen, Carlsbad, CA, USA)를 이
용하여 GP2 cell에 envelope vector와 각각의 전사인자 또는 DsRed를 형질주입
시켜주고 37 ℃에서 48시간 동안 배양시켜주었다. 그 후, 바이러스 상층액
(supernatant)만 수거하여 Retro-Concentin™ (System Biosciences, Palo
Alto, CA, USA)을 이용하여 4 ℃에서 12시간 동안 침전(precipitation)시켜주고,
원심분리(4 ℃, 1500g, 30분)해준 뒤 상층액은 버리고 바이러스 침전물(pellet)
만 DMEM 배지(10% FBS, 1% PS 함유)에 재부유(resuspension) 시켜주었다.
그리고 나서 4 ℃에서 24시간 둔 뒤에 -70 ℃에서 보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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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2. 유도만능줄기세포의 생산

유도만능줄기세포를 생산하기 위해 35 ⅹ10 mm tissue culture dish (Corning,
Durham, NC, USA)에 1ⅹ

개의 인간 피부 섬유아세포를 seeding하여 37 ℃

에서 24시간 배양한 뒤, 준비해둔 바이러스 형태의 전사인자 4가지(Oct4, Sox2,
c-Myc, Klf4)가 포함된 DMEM 배지(10% FBS, 1% PS 함유)에 polybrene 8
μg/ml (Sigma-Aldrich, Milwaukee, WI, USA)을 첨가하여 transduction 시켜
주고 37 ℃에서 24시간 배양하였다. 그 후, 6-well cell culture plate
(Eppendorf, Hamburg, Germany)에 1ⅹ

cells/well로 re-seeding 해주

고 37 ℃에서 24시간 배양하였다. 그 다음 새 배지로 교체하고 추가로 37 ℃에
서 24시간 배양하였다. 이후부터 Essential 8 medium (Gibco, Grand Island, NY,
USA)으로 교체하고 Lin28-30Kc19 단백질을 격일로 각각 50 μg/ml씩 처리해
주었으며 대조군에는 단백질 처리 없이 배지만 매일 교체하였다. 그리고 14일차
에 Alkaline phosphatase diagnostic kit(Sigma-Aldrich, ST. LOUIS, MO, USA)
를 이용하여 유도만능줄기세포의 생성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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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과 및 고찰

3.1. 단백질 생산을 위한 발현용 벡터들의 제작

발현용 벡터 pET-23a/Lin28 과 pET-23a/Lin28-30Kc19 의 클로닝이 잘
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pET-23a/Lin28의 경우 제한효소 BamH I과 EcoR I을
이용하였고 pET-23a/Lin28-30Kc19 는 제한효소 BamH I과 Xho I을 이용하였
다. Backbone plasmid인 pET-23a가 3666 bp 위치에서 동일하게 나타났고, 삽
입된 DNA인 Lin28과 Lin28-30Kc19은 각각 630 bp, 1374 bp에서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여 발현용 벡터의 클로닝을 완료하였다(Figure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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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Lin28과 Lin28-30Kc19의 발현을 위한 gene cloning

- 23 -

3.2. 생산된 단백질들의 크기 확인 및 정량적 분석

클로닝이 완료된 pET-23a/Lin28 과 pET-23a/Lin28-30Kc19

plasmid를

E. coli 에 형질전환(transformation)하여 생산된 재조합 단백질들은 N-말단에
T7 tag를, C-말단에 6-Histidine tag가 있는 구조를 갖는다(Figure 3). FPLC를
이용하여 정제를 한 단백질들을 10% SDS-PAGE로 분리하고 Coomassie
brilliant blue 염색(Figure 5)과 western blot(figure 6)을 통해 크기를 확인하
였다. Lin28 단백질은 약 26 kDa의 위치에서, Lin28-30Kc19 단백질은 약 60
kDa의 위치에서 밴드가 나타나서 예상된 단백질의 크기와 동일함을 확인하였다.
생산된 재조합 단백질의 정량적 분석을 위해서 Micro BCA Protein Assay Kit
(Thermo Fisher Scientific Inc, Rockford, IL, USA)와 loading 해준 Bovine
serum albumin (BSA, Millipore, Kankakee, IL, USA)이 나타내는 단백질 띠와
의 상대적인 굵기와 진하기를 비교하는 방법을 병행하였다. 또한 SDS-PAGE
상의 염색된 단백질이 나타내는 띠의 굵기 및 진하기가 전체 lane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Image J software를 이용해 측정하여 순도를 계산하였다[Tabl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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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 재조합 단백질 Lin28과 Lin28-30Kc19의 크기와 과발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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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 Western blot을 통한 Lin28, Lin28-30Kc19 단백질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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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정제된 Lin28, Lin28-30Kc19 단백질의 정량적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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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Lin28, Lin28-30Kc19 단백질의 세포 투과성

자체적으로는 세포 투과성이 없다고 알려진 Lin28 단백질에 누에 유래의 세포
투과성 단백질인 30Kc19이 결합된 형태의 재조합 단백질 Lin28-30Kc19의 세
포

투과성을

확인하기

위해

western

blot과

면역세포화학적

분석

(Immunocytochemical assay)을 실시하였다. 우선 HDF의 배지에 각각 20 μ
g/ml의 Lin28 단백질을, 10, 20μg/ml의 Lin28-30Kc19 단백질을 첨가하여 24
시간 동안 배양하였다. 배양 후 세포를 수거하여 세포 용해물(cell lysate)만 모
아준 뒤 이를 10% SDS-PAGE로 분리하고 western blot을 실시하였다.
Western blot 결과에서 볼 수 있듯이 단백질을 처리하지 않은 대조군과 Lin28
단백질을 처리해준 실험군에서는 밴드가 보이지 않는데 반해, Lin28-30Kc19 단
백질을 처리해준 실험군에서는 밴드가 예상된 위치에서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였
다(Figure 7). 이를 통해 Lin28 단백질은 혼자서는 세포막을 투과하지 못하지만
Lin28-30Kc19 단백질은 세포막을 투과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그래서 면
역세포화학적 분석에서는 Lin28-30Kc19 단백질만을 가지고 실험을 실시하였으
며, 그 결과 배지에 단백질을 첨가하지 않는 대조군에서는 형광이 관찰되지 않았
지만 Lin28-30Kc19 단백질을 첨가한 실험군에서는 세포내부에서 형광이 나타
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Figure 8). 이러한 결과들을 통해 Lin28 단백질이
30Kc19 단백질과 융합되어 Lin28-30Kc19의 형태를 가짐으로써 세포 투과성
을 가지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다만, 논문 상에는 제시하지 않았지만 면역
세포화학적

분석

실험에서

20

μg/ml

이상의

농도에서는

단백질의

응집

(aggregation)이 많이 발생하여 관찰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
기 위해 이어서 단백질의 응집과 안정성에 관한 실험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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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7. Western blot을 통한 HDF 세포에서의 Lin28-30Kc19 단백질의
세포 투과성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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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8. Immunocytochemical analysis를 통한 HDF 세포에서의
Lin28-30Kc19 단백질의 세포 투과성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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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Lin28-30Kc19 단백질의 안정성

3.4.1. Lin28-30Kc19 단백질의 응집 현상

앞서 실시한 면역세포화학적 분석결과에서 볼 수 있듯이(Figure 8) Lin2830Kc19 단백질이 응집(aggregation)하는 현상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특히 논
문 상에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20 μg/ml 이상의 농도에서는 그 정도가 심한 것
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래서 시간과 농도에 따른 단백질의 응집현상을 확인하기
위해 HDF를 24-well cell culture plate (Eppendorf, Hamburg, Germany)에
seeding 후, 배양하고 여기에 각각 50, 100, 150 μg/ml의 농도로 단백질을 처
리해준 뒤 시간 경과에 따른 변화양상을 현미경으로 관찰하였다. 50 μg/ml의 농
도에서는 4시간 경과 후에도 응집이 관찰되지 않았지만, 100 μg/ml의 농도 이
상부터는 3시간 경과 후부터 응집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특히
150 μg/ml가 되면 1시간도 되지 않아서 응집이 발생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Figure 9). 면역세포화학적 분석을 할 시에는 단백질이 형광을 나타내기 때문에
50 μg/ml의 농도에서도 응집으로 인한 관찰이 힘들었지만, 광학 현미경을 이용
한 관찰 시에는 육안상으로 응집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HDF에 단백질 처리 시
해당 농도를 넘기지 않도록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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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9. 시간과 농도에 따른 Lin28-30Kc19 단백질의 응집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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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2. Lin28-30Kc19 단백질의 안정성

Lin28-30Kc19 단백질을 HDF에 처리해주고 얼마 뒤에 배지를 교체해줄지 결
정하기 위해 얼마 동안 단백질이 변성(denature)되지 않고 존재하는지 확인하기
위한 실험을 실시하였다. Lin28-30Kc19 단백질의 응집이 나타나지 않는 농도로
확인된 50 μg/ml의 농도로 96-well cell culture plate (Eppendorf, Hamburg,
Germany)에 Lin28-30Kc19 단백질을 well당 100 μl씩 넣어주고 0, 6, 12,
24, 48시간이 경과한 후에 각각 수거한 뒤, 각각의 샘플을 10% SDS-PAGE를
이용하여 분리해내고 western blot을 실시하였다(Figure 10). 그 결과 대조군(0
시간)에 비해서 시간 경과에 따라 Lin28-30Kc19 단백질이 나타내는 띠의 굵기
가 점차 얇아지는 양상을 볼 수 있었으며, 특히 24시간에서 48시간 사이에 가장
많은 감소를 관찰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Lin28-30Kc19 단백질의 세포 처리
후 배지를 교체해주는 주기를 24시간으로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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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0. Lin28-30Kc19 단백질의 안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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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Lin28-30Kc19 단백질의 세포 독성 확인

Lin28-30Kc19 단백질이 HDF에 대하여 세포 내 독성을 띠는지 확인하였다.
96-well cell culture plate에 HDF를 seeding 해준 뒤 37 ℃에서 24시간 배양
해주고, Lin28-30Kc19 단백질을 각각의 농도로 처리해주고 24시간 추가 배양
후 CCK-assay를 수행하였고 흡광도를 측정하여 세포의 viability의 증감을 확
인하였다(Figure 11). 그 결과 단백질을 처리해주지 않은 대조군에 비해서 단백
질을 처리해준 실험군에서의 cell viability가 대체적으로 증가한 경향을 관찰할
수 있었다. 이는 Lin28 단백질이 세포 내 포도당 대사를 조절하는 특성과 관계된
것으로 생각된다[34,35]. 특히 처리해준 Lin28-30Kc19 단백질의 농도가 낮을
수록 cell viability의 증가폭이 더 큰 경향성이 보여지는데, 이는 앞서 확인한
Lin28-30Kc19 단백질이 동일한 온도조건 일 때 고농도에서 더 응집이 잘 생기
는 현상과 관계된 것으로 추측된다. 이를 토대로 Lin28-30Kc19 단백질이 세포
내에서 독성을 가지지 않는 것을 확인하고 세포 내 주입이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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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1. CCK-8 assay를 통한 HDF에서의 Lin28-30Kc19 단백질의
세포 독성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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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유도만능줄기세포의 생산

유도만능줄기세포를 만들기 위해 6-well cell culture plate (Eppendorf,
Hamburg, Germany)에서 14일간의 배양기간 동안 배지교체는 24시간 마다, 실
험군의 단백질 처리는 48시간 마다 실시해주었다(Figure 12). 단백질 처리 주기
를 48시간으로 정한 이유는 앞서서 확인한 Lin28-30Kc19 단백질의 응집현상
(Figure 9)으로 인해, 농도가 낮아도 반복된 단백질의 축척으로 cell culture
plate에 부착된 HDF 세포들이 떨어져나가는 현상을 관찰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Lin28-30Kc19 단백질 처리 주기를 24시간과 48시간의 두 경우로 나누어 유도
만능줄기세포의 생산하여 alkaline phosphatase 염색을 실시한 결과, 48시간 주
기로 단백질을 처리해준 경우에 붉은 발색을 띠는 콜로니의 개수가 더 많아 생산
효율이 더 좋은 것을 확인하였다(Figure 13). 이를 토대로 유도만능줄기세포의
생산성을 최대화 할 배양조건을 정하여 추가실험을 실시하였다. 추가 실험은 배
양 초기의 역분화효율을 확인하기 위해 7일차에 alkaline phosphatase 염색을
실시한 것과 14일차까지 배양해준 뒤 alkaline phosphatase 염색을 실시한 것이
있다. 7일차에 alkaline phosphatase 염색을 해준 결과를 보면 기존의 바이러스
를 이용한 4가지의 전사인자만을 세포에 형질도입 해준 것보다 Lin28-30Kc19
단백질을 추가적으로 처리해준 실험군에서 붉은 발색을 띠는 콜로니의 개수가 눈
에 띠게 많다(Figure 14). 이는 단백질을 2회만 처리해준 것만으로도 역분화의
효율을 크게 향상 시켜주는 Lin28-30Kc19의 효과를 보여준다. 이러한 Lin2830Kc19의 효과가 Lin28에 의한 것인지 그렇지 않다면 30Kc19에 의한 것인지
확인하기 위하여 Lin28-30Kc19 대신 30Kc19을 처리하여 유도만능줄기세포를
만들어보았다. 논문에는 제시하지 않았지만 이 역시 alkaline phosphatase 염색
을 실시한 결과, 단백질을 처리하지 않은 대조군과 비교했을 때 염색된 콜로니의
개수가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를 통해 역분화 초기의 효율을 높여주
는 효과가 30Kc19에 의해 세포 내로 전달된 Lin28에 의한 것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14일까지 배양을 실시한 실험군에서는 배양과정에서의 개별 세포
들이 어떠한 형태학적 변화를 거쳐 콜로니를 형성하는지 확인하고 14일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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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kaline

phosphatase

염색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재프로그래밍

인자

(reprogramming factor)를 처리해주지 않은 일반 HDF 세포의 형태학적 특징과
달리 재프로그래밍 인자 또는 재프로그래밍 인자와 Lin28-30Kc19 단백질을 함
께 처리해준 두 실험군에서는 개별 세포가 시간 경과에 따라 피부세포에서 줄기
세포의 형태로 변하고, 세포들이 모여서 콜로니를 형성하는 모습이 관찰되었다
(Figure 15). 그리고 이를 alkaline phosphatase 염색해준 결과 바이러스만을
이용한 기존의 방법과 단백질을 추가로 처리해준 방법의 콜로니 개수는 대체로
비슷한 경향을 보였으나, 개별 콜로니들의 크기가 두배 이상 증가하고, 발색을 더
진하게 띠며 경계가 선명해진 것을 확인했다(Figure 16). 이러한 결과들을 종합
해볼 때 Lin28-30Kc19 단백질이 유도만능줄기세포의 생산효율을 높이고 콜로
니를 안정적으로 만들어주는 효과를 가진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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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2. 유도만능줄기세포 생산 타임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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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3. Lin28-30Kc19 단백질의 처리 주기에 따른 유도만능줄기세포의
생산효율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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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4. Lin28-30Kc19 단백질이 세포배양 초기의 역분화 효율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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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5. HDF로부터의 유도만능줄기세포 군집 형성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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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6. 광학현미경을 통한 염색된 유도만능줄기세포의 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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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본 연구에서는 재프로그래밍 인자의 하나이며 유도만능줄기세포의 생산효율을
높여주는 단백질로 알려진 Lin28[31]을 기존의 유도만능줄기세포 생산방법에 추
가적으로 첨가하여 생산성 증대효과를 보고자 하였다. 세포질에서 기능을 하는
Lin28 단백질을 세포 내부로 전달하기 위하여 세포 투과성을 가진 누에 혈청 유
래 단백질인 30Kc19을 이용하였다.
그 과정에서 Lin28 단백질을 단독으로 생산하는 것보다 Lin28-30Kc19 단백
질의 형태로 생산하는 경우 soluble expression 효율이 5배 가량 증가하는 효과
를 보았으며, 생산된 Lin28-30Kc19 HDF 세포의 세포막을 투과하여 내부로 성
공적으로 전달되는 것도 확인했다. 하지만 특정 조건에서 Lin28-30Kc19 단백
질이 응집하는 현상을 확인하여 단백질의 특성에 대한 실험을 실시하였다. 그 결
과 광학현미경 상으로 관찰하는 것을 기준으로 37 ℃ 조건 하에서 Lin2830Kc19 단백질의 농도가 50 μg/ml를 초과하면 3시간 이후부터 응집이 일어나
는 것을 알게 되었다. 또한 동일 조건에서 단백질의 안정성에 대한 실험을 실시
한 결과 24시간 경과 이후부터 단백질의 양의 감소폭이 가장 큰 것을 확인하여
이를 토대로 유도만능줄기세포 생산에 처리하는 Lin28-30Kc19 단백질의 농도
를 50 μg/ml로, 처리시간을 24시간으로 결정하였다. 마지막으로 CCK-8 assay
kit을 이용하여 세포의 상대적인 viability를 비교하여 세포 내 독성을 확인한 결
과 단백질을 처리하지 않은 대조군에 비해 viability가 조금 증가한 경향성을 볼
수 있었고 이를 근거로 세포 내 독성이 없으므로 이용에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실험을 통해 최적화된 단백질 처리조건대로 14일 간 유도만능줄기세포를
생산하는 과정을 거친 결과 배양 초기부터 역분화 효율이 높아져서 줄기세포의
특징을 띠는 콜로니의 개수가 바이러스만을 이용한 대조군보다 Lin28-30Kc19
단백질을 추가한 실험군에서 더 많은 것을 확인하였으며, 최종적으로 개별 콜로
니의 크기가 두배 이상 증가하고, alkaline phosphatase 염색으로 인한 발색 정
도 또한 더 강해져서 염색 경계가 뚜렷해진 것을 볼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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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Lin28-30Kc19 단백질이 유도만능줄기세포의 생산효율을 높이고, 기존의
방법보다 콜로니를 안정적으로 만들어내는 효과를 가진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다만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추가실험을 실시하여 alkaline phosphatase 염색을
14일차에 하지 않고 계대배양을 통해 콜로니의 선별 및 확장을 진행하고 난 뒤
에 실시하여 증가된 효율의 정확한 정량적 분석을 해줄 필요가 있다. 또한
Lin28-30Kc19을 이용해 생산된 유도만능줄기세포가 줄기세포로서의 특성을 띠
는지 확인하기 위해 배아줄기세포의 specific cell surface marker인 SSEA-3,
SSEA-4, Tra-1-60, Tra-1-81 등을 이용한 flow cytometry expression
analysis, telomerase activity test, 마지막으로 만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분화할
수 있는 조건 하에서 teratoma를 형성하는지에 대한 실험이 진행되어야 앞서 제
시한 Lin28-30Kc19의 효능을 뒷받침 할 수 있을 것이다.
Lin28-30Kc19 단백질의 이러한 효과를 고려한다면 의학 및 제약산업 그리고
생명공학 연구활동에 필요한 줄기세포의 공급을 효율적이고 원활하게 해줄 수 있
는 유용한 물질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또한 30Kc19 단백질을 Lin28 단백질 외
의 다른 재프로그램화 인자들과도 결합시켜서 바이러스의 사용 없이 단백질 기반
의 인간 체세포 유래 유도만능줄기세포를 생산하는데 응용이 된다면 종래의 유도
만능줄기세포 생산방법을 대체할 수 있는 혁신적인 기술이 될 것이라고 기대한다.

- 45 -

5. 참고문헌

[1] S.H. Ha, T.H. Park, and S.E. Kim, Silkworm hemolymph as a substitute
for fetal bovine serum in insect cell culture, Biotechnology Techniques,
1996, 10(6) : p. 401-406.
[2] W.J. Rhee, E.J. Kim, and T.H. Park, Kinetic effect of silkworm
hemolymph on the delayed host cell death in an insect cell-baculovirus
system, Biotechnology Progress, 1999, 15(6) : p. 1028-1032.
[3] W.J. Rhee, E.J. Kim, and T.H. Park, Silkworm hemolymph inhibits
baculovirus-induced insect cell apoptosis. Biochemical and Biophysical
Research Communications, 2000, 271(1) : p. 186-190.
[4] W.J. Rhee, E.J. Kim, and T.H. Park, Silkworm hemolymph as a potent
inhibitor of apoptosis in Sf9 cells, Biochemical and Biophysical Research
Communications, 2002, 295(4) : p. 779-783.
[5] S.S. Choi, W.J. Rhee, and T.H. Park, Inhibition of human cell apoptosis
by silkworm hemolymph, Biotechnology progress, 2002, 18(4) : p. 874-878.
[6] E.J. Kim, W.J. Rhee, and T.H. Park, Isolation and characterization of an
apoptosis-inhibiting component from the hemolymph of Bombyx mori,
Biochemical and Biophysical Research Communications, 2001, 285(2) : p.
224-228.
[7] S. Izumi, J. Fujie, S. Yamada, and S. Tomino, Molecular properties and
biosynthesis of major plasma proteins in Bombyx mori. Biochimica et
Biophysica Acta (BBA) – Protein Structure, 1981, 670(2) : p. 222-229.
[8] N. Sakai, S. Moil, S. Izumi, K. Haino-Fukushima, T. Ogura, H. Maekawa,
and S. Tomino, Structures and expression of mRNAs coding for major
- 46 -

plasma proteins of Bombyx mori, Biochimica et Biophysica Acta (BBA) –
Gene Structure and Expression, 1988, 949(2) : p. 224-232.
[9] E.J. Kim, H.J. Park, and T.H. Park, Inhibition of apoptosis by
recombinant 30K protein originating from silkworm hemolymph, Biochemical
and Biophysical Research Communications, 2003, 308(3) : p. 523-528.
[10] S.S. Choi, W.J Rhee, E.J. Kim, and T.H. Park, Enhancement of
recombinant protein production in Chinese hamster ovary cells through
anti-apoptosis

engineering

using

30Kc6

gene.

Biotechnology

and

Bioengineering, 2006, 95(3) : p. 459-467.
[11] T.Y. Koo, J.H. Park, and T.H. Park, Beneficial effect of 30Kc6 gene
expression on production of recombinant interferon-β in serum-free
suspension culture of CHO cells, Process Biochemistry, 2009, 44(2) : p.
146-153.
[12] W.J. Rhee, E.H. Lee, and T.H. Park, Expression of Bombyx mori
30Kc19 protein in Escherichia coli and its anti-apoptotic effect in Sf9 cell,
Biotechnology and Bioprocess Engineering, 2009, 14(5) : p. 645-650.
[13] Z. Wang, J.H. Park, H.H. Park, W. Tan, and T.H. Park, Enhancement of
recombinant human EPO production and sialylation in Chinese hamster ovary
cells through Bombyx mori 30Kc19 gene expression, Biotechnology and
Bioengineering, 2011, 108(7) : p. 1634-1642.
[14] J.H. Park, Z. Wang, H.J. Jeong, H.H. Park, B. Kim, W. Tan, S.S. Choi,
and T.H. Park, Enhancement of recombinant human EPO production and
glycosylation in serum-free suspension culture of 30Kc19, Applied
Microbiology and Biotechnology, 2012, 96(3) : p. 671-683.
[15] D. Mann, and A. Frankel, Endocytosis and targeting of exogenous
HIV-1 Tat protein, The European Molecular Biology Organization Journal,
- 47 -

1991, 10(7) : p. 1733-1739.
[16] N. Brewis, A. Phelan, J. Webb, J. Drew, G. Elliott, and P. O’Hare,
Evaluation of VP22 spread in tissue culture, Journal of Virology, 2002,
74(2) : p. 1051-1056.
[17] G. Elliot, and P. O’Hare, Intercellular trafficking and protein delivery by
a herpesvirus structural protein, Cell, 1997, 88(2) : p. 223-233.
[18] D. Derossi, S. Calvet, A. Trembleau, A. Brunissen, G. Chassaing, and A.
Prochiantz, Cell internalization of the third helix of the Antennapedia
homeodomain is receptor-independent, Journal of Biological Chemistry,
1996, 271(30) : p. 18188-18193.
[19] S.R. Schwarze, K.A. Hruska, and S.F. Dowdy, Protein transduction :
unrestricted delivery into all cells?, Tends in Cell Biology, 2000, 10(7) : p.
290-295.
[20] R. Laus, T.J. Graddis, I. Hakim, and D. Vidovic, Enhanced major
histocompatibility complex class I-dependent presentation of antigens
modified with cationic and fusogenic peptides, Nature Biotechnology, 2000,
18(12) : p. 1269-1272.
[21] B. Gupta, and V. Torchilin, Transactivating transcriptional activatormediated drug delivery, Expert Opinion on Drug Delivery, 2006, 3(2) : p.
177-190.
[22] H. Herce, and A. Garcia, Molecular dynamics simulations suggest a
mechanism for translocation of the HIV-1 TAT peptide across lipid
membranes, Proceedings of the National Academy of Sciences, 2007,
104(52) : p. 20805-20810.
[23] S. Schwarze, A. Ho, A. Vocero-Akbani, and S. Dowdy, In vivo protein
transduction : delivery of a biologically active protein into the mouse,
- 48 -

Science, 1999, 285(5433) : p. 1569-1572.
[24] R. Abes, A. Arzumanov, H. Moulton, S. Abes, G. Ivanova, P. Iversen, M.
Gait,

and

B.

Lebleu,

Cell-penetrating-peptide-based

delivery

of

oligonucleotides : an overview, Biochemical Society Transactions, 2007,
35(4) : p. 775-779.
[25]

V.

Torchilin,

Cell

penetrating

peptide

modified

pharmaceutical

nanocarriers for intracellular drug and gene delivery, Journal of Peptide
Science, 2008, 90(5) : p. 604-610.
[26] K. Rao, M. Reddy, J. Horning, and V. Labhasetwar, TAT-conjugated
nanoparticles for the CNS delivery of anti-HIV drugs, Biomaterials, 2008,
29(33) : p. 4429-4438.
[27] M. Rapoport, and H. Lorberboum-Galski, TAT-based drug delivery
system-new directions in protein delivery for new hopes?, Expert Opinion
on Drug Delivery, 2009, 6(5) : p. 453-463.
[28] H. Noguchi, and S. Matsumoto, Protein transduction technology : a
novel therapeutic perspective, Acta Medica Okayama, 2006, 60(1) : p. 1-11.
[29] J.H. Park, J.H. Lee, H.H. Park, W.J, Rhee, S.S. Choi, and T.H. Park, A
protein delivery system using 30Kc19 cell-penetrating protein originating
from silkworm, Biomaterials, 2012, 33(35) : p. 9127-9134.
[30] K. Takahash, K. Tanabe, M. Narita, T. Ichisaka, K. Tomoda, and S.
Yamanaka, Induction of pluripotent stem cells from adult human fibroblast by
defined factors, Cell, 2007, 131(5) : p. 861-872.
[31] J. Yu, M.A Vodyanik, K. Smuga-Otto, J. Antosiewicz-Bourget, J.L.
Frane, S. Tian, J. Nie, G.A. Jonsdottir, V. Ruotti, R. Stewart, I.I. Slukvin, and
J.A. Thomson, Induced pluripotent stem cell lines derived from human
somatic cells, Science, 2007, 318(5858) : p. 1917–1920.
- 49 -

[32] H. Zhou, S. Wu, J.Y. Joo, S. Zhu, D.W. Han, T. Lin, S. Trauger, G. Bien,
S. Yao, Y. Zhu, G. Siuzdak, H.R. Scholer, L. Duan, and S. Ding, Generation of
induced pluripotent stem cells using recombinant proteins, Cell Stem Cell,
2009, 4(5) : p. 381-384.
[33] D. Kim, C.H. Kim, J.I. Moon, Y.G. Chung, M.Y. Chang, B.S. Han, S. Ko,
E. Yang, K.Y. Cha, R. Lanza, and K.S. Kim, Generation of human induced
pluripotent stem cells by direct delivery of reprogramming proteins, Cell
Stem Cell, 2009, 4(6) : 472-476.
[34] H. Zhu, N. Shyh-Chang, A.V. Segrè, G. Shinoda, S.P. Shah, W.S.
Einhorn, A. Takeuchi, J.M. Engreitz, J.P. Hagan, M.G. Kharas, A. Urbach, J.E.
Thornton, R. Triboulet, R.I. Gregory, DIAGRAM Consortium, MAGIC
Investigators, D. Altshuler, and G.Q. Daley, The Lin28/let-7 axis regulates
glucose metabolism, Cell, 2012, 147(1) : p. 81-94.
[35] J. Zhang, E. Nuebel, G.Q. Daley, C.M. Koehler, and M.A. Teitell,
Metabolic regulation in pluripotent stem cells during reprogramming and
self-renewal, Cell Stem Cell, 2012, 11(5) : p. 589-595.

- 50 -

Abstract

Effect of Recombinant Lin28-30Kc19 Protein
on the Generation of Induced Pluripotent Stem Cells (iPSCs)

Hyungro Yoon
Interdisciplinary program for bioengineering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As embryonic stem cell (ESC) has the ethical issue concerning its generation process,
induced pluripotent stem cell (iPSC), which has the same cellular physiobiological
features as those of ESC, has become one of the most promising technologies in the
stem cell research. However, low iPSC-generation efficiency has prevented iPSC from
its practical applications. Therefore, the iPSC-generation efficiency is an important
issue, and many researchers are attempting to enhance it.
In this research, Lin28, one of the reprogramming factors, was used to enhance the
iPSC-generation efficiency. To deliver Lin28 inside the cell, 30Kc19, a silkworm
hemolymph-protein, was selected for its cell-penetrating property and conjugated to
the C-terminal domain of Lin28. Lin28-30Kc19 was expressed in E. coli and treated
to human dermal fibroblast (HDF) in combination with the four defined factors (Oct4,
Sox2, c-Myc, Klf4) of the conventional method. After 14 days of cell culture, the
generated iPSCs were confirmed through the alkaline phosphatase (AP) staining. The
results of the AP staining showed that the addition of Lin28-30Kc19 increased the
number of generated iPSC colonies in the early stage of the reprogramming and the
size of each colony. Furthermore, the protein-treated colonies were more strongly
stained than the untreated. The difference in staining intensity indicates that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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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ression level of AP was increased in the protein-treated.
Through this research, we anticipate the usage of this recombinant protein as a
valuable material for increasing the iPSC generation efficiency and as a substitute of
the conventional method.

Keywords : Induced pluripotent stem cell (iPSC), 30Kc19, Lin28, reprogramming, human
dermal fibroblast (H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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